
            한반도 평화를 위한 2019사순절 묵상 
 

 

• 올해 사순절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마음과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묵상과 기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묵상글을 제공합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평화위원회 드림 
 

4 일               

3 월 9 일(토) 

 

성경말씀 
전도서 3:1, 8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 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제는 평화 할 때입니다. ” 

 

 

 

 

 오늘을 위한 기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뿐 아니라 우리가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역사,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사건과 사건들이 모이고 그 사건들속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삶이 모여 한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조국인 한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반만년의 무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위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아직도 눈물 마르지 않은 역사는 바로 “분단”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난 한해, 남과 북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분단 이래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으로 왔고 남한의 대통령이 평양시민들 앞에서 평화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난 9월 평양을 방문한 남한의 대통령은 5.1 경기장에서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5000년의 역사 속에서 70년은 너무나 보잘 것 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5000년간 한민족이었는데 말이 같고 생각이 같고 
생활 습관이 같았던 가족이었는데, 70년의 시간이 우리를 너무도 많이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통일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향한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꿈과 희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 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화해해야 할 때 입니다. 이제는 분단으로 가족들과 헤어진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평화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평화의 왕(Prince of Peace)”(이사야 

9:6)으로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 아침에 이 세상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이 사순절 아침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500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짧디 짧은 70년의 헤어짐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변했고 너무나 많이 아파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셔서 “이제는 평화할 때라!”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따르는 우리들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맘속에 평화의 꿈을 통일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